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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인증 기술 현황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일상에 필요한 많은 일을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단순 금융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이제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물류 시스템과 IT 기술의 융합으로
싱싱한 식자재 등 일상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으로 직접 가는 것은 필수
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IT 기술에 힘입어 수많은 일을 온라
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단순 금융 업무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원을 인증해야 하
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 관련 신원을 인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된 다른 기술과는 달리 신원 인증 기술은 아직 시대의 흐
름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동산 거래, 큰돈이 오고 가는
금융 거래, 입학 및 입사 등 중요한 일들은 온라인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위/변조가 굉
장히 쉬운 플라스틱 ID 카드와 종이로 된 인증서로 인증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있었지만 ‘천송이 코트’ 사건처럼 여전히 사용하는 데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결국, 보안 문제와 사용자 편의성 문제 등 수많은 논란 끝에 공인인증서
제도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SSI) 기술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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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ID 기술입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의 신뢰성 있는 디지털 ID 발행 및 검증
방식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기존 실물 ID와 인증서가 차지했던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
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ID 기술과는 달리 사용자의 주권하에 ID 중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신뢰성 있는 ID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널리 알려진다면 세상
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간편하고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는 ID 기술로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진다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합
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ID 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정말 기
쁠 것입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이란?
기존의 신원 인증 기술은 중앙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ID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에 신원 인증 요청을 보내면 중앙기관이 사용자의 ID를 대신 인증해 주는, 즉
데이터의 주권을 중앙기관이 가지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중앙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악용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탈중앙화 구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ID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주권을 ID 주인에게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ID를 직접 제출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존 ID
기술과는 달리 신분증에서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거나 영지식 증명을 통해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도 신원 인증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DID(Decentralized IDentifier, 탈중앙 식별자)와 VC(Verifiable
Credential, 검증 가능한 신원증명)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DID는 블록체인

x

머리말

과 같은 탈중앙화 구조의 저장소를 바탕으로 사람 혹은 사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자이고, VC는 신분증,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과 같이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원증명입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은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두는 기술입니다. 행정안전부
는 2020년 공무원증 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운전면허증을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
술 기반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통신사, 금융사 같은 기업
들도 이니셜 DID 연합, DID 얼라이언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등의 연합체를 구성
하여 자기주권 신원증명 생태계 주도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인인
증서 폐지로 인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로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이 급부상 중입
니다. 당연히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유명 IT 기업들도 새로운 ID 기술로 자기
주권 신원증명 기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기존 ID 기술과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1장), DID 구조
분석(2장) 및 VC 구조 분석(3장), 자기주권 신원증명 인증 흐름(4장), Peer DID 구조 분
석(5장), 자기주권 신원증명 구현을 위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플랫폼 구조 분석(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존 ID 기술과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식별자와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DID 및 DID document의 구성요소,
DID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DID Auth 등에 관해 학습한 후, DID를 사용한 인증
흐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3장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ID인 VC의 데이터 모델과 구성요소에 관해 학습
할 것입니다.

머리말

xi

4장에서는 앞서 학습한 DID와 VC 기술을 바탕으로 DID 생성부터 VC 검증까지 자기
주권 신원증명 기술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 알아볼 것입니다.

5장에서는 서로 합의된 사용자 간에만 DID를 공유할 수 있는 Peer DID 기술의 구성
요소와 관련 프로토콜에 관해 학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인 하
이퍼레저 인디(Hyperledger Indy) 플랫폼의 구조와 샘플 예제 코드를 통해 실제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학습할 것입니다.

대상 독자
• 신분증

발행 및 검증 기술에 관심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 Self-Sovereign
• 새로운

Identity(SSI) 플랫폼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종사자

ID 기술에 관심 있는 IT 전공 학생 및 개발자

집필 후기 및 감사의 글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집필하기 시작한 책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번 책은 첫 책
과 달리 마음에 여유도 갖고 천천히 쓰고 싶었지만, 퇴근 후에만 책을 쓰다 보니 결국
겨울과 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역시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고를 탈고하
고 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여러분이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
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입문 서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먼저,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해 주신
제이펍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 과정을 너무나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층 더 완성도 있는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ETRI 블록체인기술연구
센터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SSI 과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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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연구 중인 이현진 과제책임자님, 허환조 선임연구원님, 박기성 연구원님에게 기술적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공간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입사하여 좋은 동료들을 만나기까지 저에게 물심양면 무한한 도움을 주신 부
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고 휴가 중에도 책을 쓰고 공부하는 남편을 묵
묵히 응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에
서 가장 위험한 뉴욕 한가운데에서 의사로 일하며 사투를 벌이는 아내를 응원하는 마
음으로 집필 후기 및 감사 인사를 마칩니다.
윤대근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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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_ 람다256 대표
‘피싱’이나 ‘스파이웨어’를 통해 장기간 신원 정보를 수집하거나,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
유한 기업이나 정부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십만 개의 신원 정보를 훔치는 등 지속해
서 신원 정보 유출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
입니다. 현재 신원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방식이나 OAuth처
럼 제3의 제공자 방식 외에 블록체인 기반의 자기 주권 아이덴티티 모델인 DID가 주목
을 받고 있습니다. DID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을 실현할 수 있
는 기반 기술입니다. DID와 관련된 공개 표준으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의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과 DIDs(Decentralized Identifiers), OASIS
의 탈중앙화된 키 관리 시스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DIF(Digital Identity
Foundation)의 DID Auth, 그리고 Sovrin 재단의 제3의 인증기관이 필요 없는 영구적

인 아이덴티티 등이 있으며, DID 구현체로는 하이퍼레저 DID와 람다256 루니버스

DID 등 실제 이용 가능한 많은 구현체가 존재합니다. 이 책은 지난 과거의 인증 방법
부터 블록체인 기반 DID까지의 신원 인증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
순 DID의 개념이나 이론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하이퍼레저 DID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DID의 보다 실체적인 접근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DID에 관심 있는 분
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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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_ 아톰릭스랩 대표 & 서울이더리움 밋업 운영자

DID는 블록체인의 강점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로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주체가 운영하는 폐쇄적인 단일한 생태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인증
이 아니라, 이종의 네트워크와 분산화된 주체들에 상호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디지털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
은 DID 기반 자기주권 신원증명 시스템의 개요와 실제 구축 사례를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많은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프로세스의 흐름과 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줍니다. 실제 플랫폼 분석 사례에서는 하이퍼레저 SSI의 전체 구
성요소와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성적증명서, 재직증
명서, 대출 신청 등의 사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블록체인과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DID 기반 자기주권 신원증명 시스템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D의 확산 여부는 결국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데이터와 프로
세스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 사용하는 생태계의 크기에 의존하는 만큼
더욱 더 많은 참여자에 의한 상호운용성 증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이 이러한 노력
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재훈 _ SSIMeetup Korea 운영자
디지털 변혁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SSI)은
디지털 신원증명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이해하
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요소를 마치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나열이 아닌,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예시를 포함
함으로써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기술 서적에 흥미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발된 하이퍼레저의 SSI 플랫폼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높여 줍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의 기술적 지식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추
천합니다.

추천사

xv

베타리더
후기

박재유(LG전자)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령(GDPR) 및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일에 기존보다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 기술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SSI 적용은 상당한 묘책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필수적인 암호학 배경지식부터
DID, 하이퍼레저 SS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제를 통한 실전적 지식을 학습하시기 바
랍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SSI를 다룬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번역서도 아닌 저서
가 상당히 빨리 출판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베타리딩에 참여했는데 좋은 책을 읽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육용수(코리아서버호스팅)
우리는 금융/통신사 회원가입 시 정말 많은 제3의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왔습니다. 이
는 우리의 데이터 주권을 침해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블록체인이 등장했
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SSI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
써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SSI 구성요소와 플랫폼을 분
석하고, 본인 인증 시 자주 마주치는 통신사의 DID 구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xvi

베타리더 후기

윤주환(쿠팡)
개념이 익숙지 않아서인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익숙해지
니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사용되었던 인증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이 대세로 올라오는 가운
데, 이 분야를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책이 출간되면 다시 한번 제대
로 읽고 싶습니다.

이현수(무스마기술연구소)
자기주권 신원증명(SSI)과 탈중앙 식별자(DID)라는, 정보 기술과 보안 분야의 새로운 기
술 키워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발 빠르게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네요. 배워 두면 피
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서 얼른 베타리딩을 신청하였는데, SSI와 DID의 구조를 잘 파
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황도영(하이퍼커넥트)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자기주권 신원증명인 SSI를 명쾌하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여러 삽화와 흐름도, 그리고 예제 코드 등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인증과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
니다. 편집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기술적인 내용도 다양한 코드(깃허브 코드
등), 인증 흐름도 등으로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정성이 많이 들어간 책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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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SSI 개요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과학 기술 속에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
터넷에 접속하여 음악을 듣고, 정보를 검색하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
한 요소 중 하나는 이전 시대부터 큰 발전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ID(IDentity) 인증 기술입니다.

ID의 속성은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등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취미, 좋아하는 음식, 애완견, 보유 중인 물건, 특정인과의 관계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ID는 우리 자신
을 이름, 주소, 나이 등의 매우 한정된 정보로만 표현하고 있습니
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ID 속성만 선택해서 인증하
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술을 구매할 때 나
이 증명을 하려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매우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감춘 채 나이
만을 증명하는 것은 현재의 신분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ID는 서로 다른 ID 인증 체계 때문에 매우

한정된 공간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운전면허를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은 운전
면허 발급 양식, 언어, 관리 시스템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증을 미국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예로, 해외에서 발급받은 대학졸업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ID 역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복잡한 공증 과정 등을 거쳐
야 합니다.
SSI(Self-Sovereign Identity, 자기주권 신원증명)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SSI 기술
이 기존 ID 인증 기술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SSI 기술이 어떻
게 구현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

오늘날의 ID 인증

SSI 기술을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날 사용되는 ID 인증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ID에는 ID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Identifier), ID 사용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Attribute), ID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인증 수단(Authentication method), ID
발행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행인(Issuer)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
별자는 누가 ID를 사용하는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분
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자로 사용되는데,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누가 ID를 사용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ID 속성에는 ID 사용자의 특징
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신분증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이 ID의 속성이 될 수 있
습니다. 인증 수단은 ID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신분증의 경
우, 인증 수단으로 사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했을 때 검증하는 사람은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비교하여 신분증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발행인은 해당 ID를 누가 발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등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ID일수록 발행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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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식별자(Identifier)

주민등록증
인증 수단
(Authentication method)

윤 대 근
속성(Attribute)

1 1 1 1 1 1 -1 1 1 1 1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동 행복아파트 101동 111호
2020.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ID

발행인(Issuer)

구성요소 예제

이러한 ID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ID는 어떻게 개발되고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1 신분증
이번 절에서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ID인 신분증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분
증은 조선 시대 태종 때 호패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직업,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아주 오래된 ID입니다. 계급에 따라 양반들은 상아나 사슴뿔 등의 고급 재료
로 만든 호패를 사용하였고, 평민들은 나무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습니다.

● 조선

시대 때 신분증으로 사용된 호패(※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잠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조선 시대와 현대의 과학 기술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
니다. 장거리 이동을 위해 말 대신 자동차와 비행기 등을 타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대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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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1968년, 정부에서 처
음으로 12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도 주민등록증은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자리 주민등
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패와 주민등록증의 기술적 차이는 신분증의
재질과, 종이로 기록하던 ID 관련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한 정도의 차이밖에 없
습니다.

● 주민등록증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보안성 측면에서 오늘날의 신분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 시대 호패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신분증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신분증을 획득한 누구나 신분증 주인의
이름, 나이 등의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보안 장치
가 신분증에 내재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장
치는 현재의 신분증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연성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분증은 이름, 나이, 생
년월일 등 매우 한정적인 범위의 속성만을 증명할 뿐, 해당 신분증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속성을 삭제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사에
입사 지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신뢰성 있는 전자신분증 및 증명서를 사용한
다면 지원자는 한번 발급받은 증명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입사 지원 자
격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하나의 신분증 형태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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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늘날의 ID 시스템에서는 입사 지원 때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만 하고, 자신의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 신분증 등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채용
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는 어떨까요? 나이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종업원에게 보여 줘야 합
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 ID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호운용성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외
국은 서로 다른 ID 인증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신분증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외에서 ID를 인증하기 위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인증
및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ID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
모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 채용사에 ID를 제출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자를 사용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쉽게 ID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ID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나라의 여권 시
스템 및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인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자국의 ID를 인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모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어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앞서 유연성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ID 인증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술을 구매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보여 줘야 합니다. 스스로 신분증을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처럼 오늘날 사용되는 신분증은 여러 불편함과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 SSI 인증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1.2절에서 알아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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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SSO
앞에서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ID 기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온라인
에서 많이 사용되는 ID 기술, SSO(Single Sign On, 통합 로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O를 공부하기 앞서 먼저 온라인 ID 기술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ID 기
술도 현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
는 대신, 사용하고 싶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식별자로 사용될

ID와 인증 수단으로 사용될 PW를 입력한 후에 이름, 나이, 직장 등 웹사이트에서 요
구하는 ID 속성을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웹사이트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 사용자의 ID 속성으로 개
인정보를 입력하고 식별자로 사용될 ID는 myID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될 PW는 1234
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의 회원가입 정보를 수신한 웹사이트는 자신의 회원관리 시스템
에 사용자 ID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A 웹사이트에 ID와 PW를 사용해 로그인하면,

A 웹사이트는 식별자인 myID를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검색하여 윤대근, 33세, 연구원
에 재직 중인 ID 속성을 가진 사람이 로그인했음을 확인합니다.
ID: myID
PW: 1234
이름: 윤대근
나이: 33세
직업: 연구원

ID: myID
PW: 1234
이름: 윤대근
나이: 33세
직업: 연구원

1. 회원가입 요청

2. 회원정보 등록
웹사이트

● 웹사이트

ID 생성 개념도

ID: myID
PW: 1234

ID: myID
PW: 1234

1. 로그인 요청

2. 회원정보 조회

4. 로그인 승인

3. 회원정보 확인
웹사이트

●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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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시스템

ID: myID
PW: 1234
이름: 윤대근
나이: 33세
직업: 연구원

ID 인증 개념도

회원관리 시스템

만약 다수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싶다면, 사용자는 각각의 웹사이트마다 번거로
운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야만 하고 다수의 로그인 정보를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SSO(Single Sign On)입니다. SSO란,
IdP(Identity Provider) 웹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이용해서 RP(Relying Party) 웹사이트로 회원

가입 혹은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법한 기술
일 겁니다. 다음 그림은 여행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인 익스피디아의 화면입니다. 화면
을 보면 회원가입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모두 작성하는 대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페이
스북 혹은 구글 계정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IdP는
구글이고, RP는 익스피디아가 되겠습니다.
ID: myID1
PW: 1111

RP

ID: myID2
PW: 2222
ID: myID1, PW: 0000

사용자

ID: myID3
PW: 1212

IdP
사용자

ID: myID4
PW: 4433

● SSO

● 익스피디아

로그인 개념도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출처: 익스피디아)

SSO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OAuth
(Open Authorization),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JWT(Json Web Token)

1.1 오늘날의 ID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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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OAuth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OAuth를 통해 구현된 SSO 방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 IdP인 구글 ID를
사용해서 RP인 유튜브에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2)그럼, 유튜브는 사용자의 웹 화면을
구글 로그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시킵니다. (3)(4)사용자가 구글로 리다이렉트된 화면
에서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구글은 사용자에게 구글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 명시된 Access 토큰을 발행합니다(예를 들어, IdP에 사용자의
ID, PW, 이름, 나이, 주소 등 5가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시 Access 토큰을 가진 RP가 IdP로부터
ID, 이름, 나이만 제공받도록 토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6)그러고서 사용자가 Access 토

큰을 유튜브에 전달하면 유튜브는 Access 토큰을 다시 구글로 전달하면서 사용자 정
보를 요청합니다. (7)구글은 Access 토큰을 확인한 후 Access 토큰에 명시된 만큼의 사
용자 정보만 유튜브에 전달합니다. (8)마지막으로, 유튜브는 구글로부터 받은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사용자의 로그인을 수락합니다.

RP

사용자

IdP

(1) Google ID로 로그인 요청
(2) Google 로그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3) Google 로그인 & Access 토큰 발급 요청
(4) 로그인 검증 후 Access 토큰 발행
(5) Access 토큰 전달
(6) Access 토큰 전달 & 사용자 정보 요청
(7) Access 토큰 검증 후 사용자 정보 전달
(8) 사용자 정보 확인 후 로그인 수락

● O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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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을 사용한 SSO 동작 흐름도

제어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OAuth 기반의 SSO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 절에
서 예시로 사용한 신분증의 경우, 주인이 필요할 때 신분증을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분증에 대한 제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SO 예제에서는
구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의 토큰을 유튜브에 전달하고, 실제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가 아닌 구글이 유튜브에게 전달합니다. 즉, 자신의 ID 정보를
자신이 전달할 수 없고 구글과 같은 IdP의 보안 시스템이 대신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방대한 양의 회원정보를 가진 IdP 중 악의적인 IdP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
용한다면, 일반 사용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오늘날에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페이스북은 2018년 초 약 8,700만 명의 개인정
보를 유출한 바 있고, 구글은 2019년 비밀리에 미국 환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용되는 온라인 ID 인증 기술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러한 문제점을 SSI 기술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1.2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1.3 디지털 인증서
만약 온라인에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신분
증과 마찬가지로 해커가 중간에서 통신을 가로챈 후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모두 도
청할 수 있습니다.

ID: myID
PW: 1234

사용자

웹사이트
ID: myID
PW: 1234

해커

● 데이터

도청 공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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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는 대칭키, 비대칭키 암호화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가 사용됩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동일한 두 개의 키 쌍을 사용해서 암호화/복호화를

수행하고, 비대칭키 암호화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키 쌍인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복호화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하면 서로 간에 신뢰성 있
는 키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칭키와 비대칭키, 디지털 인증서를 이
용하여 어떻게 인증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칭키
대칭키 방식에서는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자와 웹사이트가 대칭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통신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
다. 웹사이트는 대칭키를 생성한 후 사용자와 대칭키를 안전한 방법으로 공유해야 합
니다(대칭키를 공유하는 방법은 SSL/TLS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유한 대칭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신한
사용자는 웹사이트와 공유 중인 대칭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사용자 간 암호화된 데이터는 서로 간의 공유된 대칭키가 있어
야만 복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가 중간에서 내용을 도청한다고 하더라도 공유
된 대칭키가 없는 한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1. 대칭키 공유

2. 대칭키를 이용해서
데이터 암호화
ID: myID
PW: 1234

+

=
웹사이트

3. 암호화된 파일 전송

대칭키

4. 대칭키를 이용해서
데이터 복호화
사용자

???

해커

● 대칭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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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암호화 방식

+

=

ID: myID
PW: 1234

2
CHAPTER

DID &
DIDdocument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SSI 핵심 구성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ID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식별자, ID 사용자의 특징
을 나타내는 ID 속성, ID 소유권을 증명하는 인증 수단, 그리고

ID를 발행한 발행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
는 SSI 기술에서 식별자와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DID 및 DID

document를 알아보겠습니다.

2.1

DID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나 상품 코드 등의 중앙화된 식별자는 중
앙 기관을 통해 발급받고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DID
(Decentralized IDentifier)는

사용하는 사람 스스로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분산형 식별자(혹은 탈중앙화된 식별자)입니다. DID를 설명
하기에 앞서 분산형 식별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
실 분산형 식별자는 그리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통신에
서는 객체들을 식별하기 위해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s)라
는 분산형 식별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산형 식별자의 중
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일한 식별자가 생성되지 않는 구조로 만드

는 것인데, 중앙화된 식별자는 중앙기관이 알아서 동일한 식별자가 생성되지 않게 잘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산형 식별자는 중앙기관 없이 각자가 식별자 간 충돌
이 발생하지 않게 잘 생성해야 합니다(동일한 식별자가 생성되는 것을 ‘충돌’이라고 표현합니
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UUID는 다음과 같이 32개의 16진수와 4개의 하이픈(‘-’)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UID 생성은 충돌에 안전한 랜덤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UUID 생성 알고리즘이 궁금한 분은 ietf RFC 4122의 4.2.1 항목을 참고하면 됩니다).

UUID가 충분히 랜덤하게 생성될 때 동일한 UUID가 생성될 확률은 2의 122승분의
1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UUID를 생성하더라도 충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확률이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UID

예(version 4)

01234567-89ab-cdef-0123-456789abcdef

DID도 UUID와 마찬가지로 생성 시 충돌을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렇다면 최근 각광받는 SSI 기술의 DID는 UUID와 무엇이 다를까요? UUID는 객체를
식별하는 식별자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객체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수
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DID는 DID를 사용하는 객체에 대한 식별자로 사용될 뿐
만 아니라 인증 수단인 DID document를 참조할 수 있는 URI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URI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원
을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입니다. 즉, DID는 DID document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주소인 것이죠. 다음 그림과 같이 DID는 DID scheme, DID method, Method-specific
identifier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D scheme은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자원에 접근하는지 명시합니다. URI scheme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http, https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 URI

scheme에 did가 들어간다면 did scheme이 정의한 자원 접근 방식에 따라 자원을 찾아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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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URI는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라는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식
적으로 지원하는 URI는 https://www.iana.org/assignments/uri-schemes/uri-schemes.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D method는 DID document가 어떤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
음 그림과 같이 DID method에 btcr이 명시되어 있으면 비트코인에 접근하여 DID

document를 검색합니다. 마지막으로, DID method가 가리키는 저장소 내 DID
document가 저장된 정확한 위치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Method-specific identifier가 필
요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DID method를 참조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접근한 후

Method-specific identifier를 이용해 검색하면 DID document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id:btcr:aaaa-bbbb-ccc
DID(URI) scheme
DID가 저장된 저장소 이름
(DID method)
● DID

● DID

btcr 저장소 내 DID document가
저장된 주소
(Method-specific identifier)

주소 예시

method가 지원하는 저장소

DID method

저장소

did:btcr

Bitcoin

did:ethr

Ethereum(uport)

did:sov

Sovrin

did:v1

Veres One

did:ipid

IPFS

DID와 DID document의 생성 및 사용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사
용자 1은 DID와 DID document를 생성한 후, DID document는 DID method에 명시

2.1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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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저장소에 저장합니다(DID document에는 ID 인증 수단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
는데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2가 사용자 1의 DID 주소를 알

고 있다면, DID에 명시된 저장소와 저장소 내 Method-specific identifier가 가리키는
위치에 저장된 사용자 1의 DID document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DID & DID document 생성
did:Blockchain1:ABCDEFG

사용자 1

사용자 2
DID document 요청
did:Blockchain1:ABCDEFG

사용자 1 DID document
등록

사용자 1 DID document
검색 획득
Blockchain1

DID document

did:Blockchain1:ABCDEFG 위치에
DID document 저장
● DID와

DID document의 생성 및 사용 과정 개념도

다음 그림과 같이 DID resolver 혹은 DID registra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하
게 다양한 저장소에 저장된 DID document를 가져오거나 DID document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DID resolver/registrar는 사용자 단말 혹은 외부 서버에서 개발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2.6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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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document 요청
did:Blockchain1:ABCDEFG
did:Blockchain2:ABCDEFG
did:Blockchain3:ABCDEFG

DID resolver/registrar
DID document 등록 및 요청
did:Blockchain1:ABCDEFG

Blockchain1

DID document 등록 및 요청
did:Blockchain2:ABCDEFG

DID document 등록 및 요청
did:Blockchain3:ABCDEFG

Blockchain2

● DID

Blockchain3

resolver를 통한 DID document 취득 예시

마지막으로, DID 생성에 관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DID 플랫폼은 DID
와 DID document 생성 시 비대칭키를 함께 생성합니다. 생성한 비대칭키의 비밀키는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개키는 DID document에 넣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또한, DID의 생성 구조는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데, Sovrin 블록체인의 DID는 비대
칭키 생성 시 공개키의 일부분이 Method-specific identifier가 됩니다. 즉, did:sov:공개
키 구조로 DID가 생성되는 것이죠. 이더리움은 DID method가 ethr이고, 이더리움 어
카운트 주소가 Method-specific identifier입니다. 즉, 이더리움에서는 did:ethr:어카운트
주소 구조로 DID가 생성됩니다.
이번 절에서는 DID의 구조와 생성하는 방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DID
의 인증 수단이자 핵심이 되는 DID document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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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ID Document
DID document에는 DID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DID 소유권을 증명하는 DID Auth 방법 중 하나인데, 그림을 통해 DID

document가 DID 소유권 증명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사용자가 검증기관에게 did:ethr:1234가 본인의 DID라고 주장하면 (2)검증기관은 사
용자의 DID를 통해 사용자 DID document가 저장된 위치를 확인하여 DID document
를 획득합니다. (3)이후 검증기관은 획득한 DID document를 이용하여 해당 DID가 당
신이 생성한 DID라는 것을 인증해 보라는 Challenge를 전송합니다. (4) Challenge를 받
은 사용자는 인증을 위해 Challenge에 해당하는 Response를 전송하고 (5) Response
를 받은 검증기관은 사용자의 DID Document에 포함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Response를 검증합니다.
NOTE

Challenge와 Response는 어떻게 생성될까요? 앞서 1장의 비대칭키 절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해
서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NOTE

DID Auth는 Challenge와 Response 과정을 통해 DID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데, Challenge
와 Response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DID document
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보고, DID Auth 절에서 DID document의 데이터를 활
용하여 Challenge 및 Response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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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내 DID야
did:ethr:1234
(3) 그럼 인증해 봐(Challenge)
(4) 여기 인증값(Response)
검증기관

사용자

(5) DID document로부터
사용자 공개키 획득 및
인증값 검증

(2) did:ethr:1234의
DID document 획득
Ethereum(ethr)

● DID

소유권 증명 예시

다음은 웹 표준 개발 단체인 W3C에 등록된 DID 표준 문서를 참고하여 만든 DID

document 예제입니다. DID document에는 @context, id, publicKey, authentication, 그
리고 service라는 5가지 중요 항목이 있는데, 다음 예제를 통해 각각의 항목에 어떤 데
이터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D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document 예제

{

"@context": "https://www.w3.org/ns/did/v1",
"id": "did:ethr:1234",
"publicKey": [{
"id": "did:ethr:1234#keys-1",
"type": "RsaVerificationKey2018", 비대칭키 인증(RSA)
"controller": "did:ethr:1234",
"publicKeyPem": "-----BEGIN PUBLIC KEY...END PUBLIC KEY-----\r\n"
}, {
"id": "did:ethr:1234#keys-2",
"type": "Ieee2410VerificationKey2018", 생체 인증
"controller": "did:ethr:1234",
"publicKeyPem": "-----BEGIN PUBLIC KEY...END PUBLIC KEY-----\r\n"
}, {
"id": "did:ethr:1234#keys-3",
"type": "RsaVerificationKey2018",
"controller": " did:sov:ABCD ", Authorization key
"publicKeyPem": "-----BEGIN PUBLIC KEY...END PUBLIC KEY-----\r\n"
}],

2.2 DI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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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authentication": [
"did:ethr:1234#keys-1",
"did:ethr:1234#keys-2",
"did:ethr:1234#keys-3"
],
"service": [{
"id": "did:ethr:1234#keyRotation",
"type": "RotateUserKey",
"serviceEndpoint": "https://example.com/keyrotation/"
}]

2.2.1 id
@context는 마지막에 얘기하고, 먼저 id 항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ID document 예
제 3번째 줄의 id 항목에는 id를 통해 식별되는 객체의 DID가 들어갑니다. 만약 예제
의 DID document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DID document라면 3번째 줄의 id에는
사용자의 DID가 들어갈 테고, 물건을 식별하기 위한 DID document면 물건의 DID가
들어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DID와 DID document를 생성하고 등록한 사람의

DID가 id 항목에 들어가는데, 다음 그림을 통해 DID document 생성 및 요청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사용자는 DID를 생성한 후
(2) DID document를 생성합니다. DID document

(1) DID 생성
did: ethr:1234

의 id 값에는 생성했던 DID 외 향후 소유권 인
증(DID Auth)에 필요한 값들을 입력합니다. (3)

사용자

(2) DID document 생성
@context: …
id: did: ethr:1234
publickey: …
⋯

DID document 생성을 완료하면 DID method에
정의된 저장소에 DID document를 등록합니다.

(3) DID document 등록

Ethereum

●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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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document 생성 예

3
CHAPTER

VC & VP

앞 장에서 배운 DID와 DID document는 ID의 구성요소 중 식별자
와 인증 수단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장에서 배울 VC(Verifiable
Credential,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와 VP(Verifiable Presentation, 검증 가능한

제공 ID 데이터 집합)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신분증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용자(Holder)는 발행인(Issuer)으로부터 VC를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VC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은 일반적인 신분
증뿐만 아니라 자격증,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같은 각종 증명서,
특정인과의 관계와 같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ID 속성에 명시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VC의 속
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검증인(Verifier)에게 VC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VC의 ID 속성 중 필요한
속성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VP로 생성한 뒤 자신의 서명을 추가하
여 제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분증을 제출하면, 포함된 모든
속성을 제출해야 하는 기존 신분증과 달리 필요한 속성만을 선택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로부터 VP를 수신한 검증기관은

VP에 포함된 ID 속성과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 후 각각의 ID 속성
을 발행한 발행기관과 VP를 제출한 사용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SSI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흐름도를 요약한 그
림입니다.

VC → VP 변환

VC 발급

발행인

VP 검증

VP 제출

검증인

사용자

DID 등록 및 검증

DID 등록 및 검증

DID 등록 및 검증

분산저장소

● SSI

데이터 흐름도

앞 장에서 DID와 DID document를 잘 이해했다면 VC와 VP를 공부하는 것은 크게 어
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VC와 VP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

VC 데이터 모델

사용자는 발행인으로부터 자신의 ID 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신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증명을 VC(Verifiable Credential)라고 부르는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부터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자신을 표
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ID 속성이 VC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VC는 다음 그림과 같
이 Credential metadata, Claim(s), Proof(s)로 구성됩니다. 그럼, 다음 절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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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Credential
Credential metadata
Claim(s)
Proof(s)

● VC

데이터 모델

먼저, Credential metadata는 VC를 누가 발행했는지, VC가 명시하고 있는 객체
(Credential subject), VC의 만료 기간, VC의 폐기 방법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Verifiable Credential

발행인: 한국대학교
발급일: 2020-01-01

Credential metadata

만료일: 2021-01-01
...

Claim(s)
Proof(s)

● Credential

metadata 데이터 예시

Claim(s)에는 Credential subject의 ID 속성에 대한 정보가 Subject-Property-Value 방

식으로 저장됩니다. 즉, 어떤 Subject에 대한 ID 속성인지, 그리고 해당 Subject가 어떤

Property를 가지고 있으며, Property의 값으로는 어떤 value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Verifiable Credential
Credential metadata
Property

Claim(s)

Subject

Value

Proof(s)

● Claim(s)

데이터 모델

3.1 VC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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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 그림을 보면 VC의 Claim에는 윤대근이라는 Subject의 학교명, 전공,
학점이라는 Property와 Property의 대응되는 Value 값인 한국대학교, 컴퓨터, 3.5가 명
시돼 있습니다(표준 문서에 의하면 해당 자료구조는 non-normative로서 꼭 지켜야 할 자료구조
형식은 아니며, 서비스나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자료구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Verifiable Credential

Value
Property

한국대학교
학교명

Credential metadata

전공

Claim(s)

윤대근

Proof(s)

컴퓨터

학점
3.5

Subject

● 졸업증명서

Claim(s) 예시

Claim에는 여러 개의 Subject가 명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는 윤대근
과 김교수라는 두 개의 Subject가 있습니다. 이때 윤대근이라는 Subject의 Property로
지도교수가 들어갈 수 있고, 해당 Property에 대응되는 value로서 김교수라는 Subject
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Claim을 이용해서 특정인과의 관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밖에도 Claim의 자료구조를 잘 설계하면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Claim 내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Verifiable Credential
한국대학교
학교명

Credential metadata

전공

Claim(s)
Proof(s)

윤대근

3.5
지도교수

김교수

● 복수

컴퓨터

학점

직위

정교수

개의 Subject 데이터 예시

마지막으로 Proof(s)는 VC에 대한 진위 여부 검증에 필요한 값이 포함되는데 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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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SA, 생체 인증 등 검증을 위한 다양한 암호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증인은
VC의 Proof를 검증함으로써 해당 VC가 VC에 명시된 발행인으로부터 발행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Verifiable Credential
Credential metadata
Claim(s)

RSA
ECDSA

Proof(s)

생체인증
...

● Proof(s)

데이터 모델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Claim(s) 졸업증명서 예제의 Proof 항목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Proof 생성을 위해 사용한 서명 알고리즘, 서명 생성자, 서명 생성일, 서명 검증 방법,
그리고 서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Verifiable Credential
Credential metadata
Claim(s)

서명 알고리즘: RSA
서명 생성자: 한국대학교

Proof(s)

서명 생성일: 2020-01-01
검증 방법: did:bc1:1234…
서명값: Wkejfyueoiw02a…

● 졸업증명서

Proof 예시

다음 그림은 Claim 내 복수 개의 Subject가 존재하는 경우 생성될 수 있는 Proof(s) 데
이터 예시입니다. VC를 발급한 한국대학교의 서명뿐만 아니라 앞서 예제에서의 윤대
근과 김교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김교수의 서명값도 포함돼 있습니다. 즉, 김
교수가 윤대근의 지도교수인 것을 검증하기 위해 김교수의 서명값이 필요하다는 것이

3.1 VC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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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다음 예제는 하나의 예시일 뿐, VC 내 Proof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는 지도교수 검증을 위해 지도교수의 서명값이 필요했지
만, 윤대근의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한국대학교에서 검증해 준다면 지도교수의 서명 없
이 한국대학교의 서명 하나만 있어도 검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Verifiable Credential

서명 알고리즘: RSA
서명 생성자: 한국대학교

Credential metadata

서명 생성일: 2020-01-01
서명값: Wkejfyueoiw02a…

Claim(s)
Proof(s)
서명 알고리즘: ECDSA
서명 생성자: 김교수
서명 생성일: 2020-01-01
서명값: nfnnnieywegr31a…

● Claim

3.2

내 복수 개의 Subject가 포함된 경우의 Proof 예시

VC 구성요소

VC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데이터 항목은 @context, id, type, issuer, issuanceDate,
expirationDate credentialSubject, proo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DID document의
데이터 항목을 잘 이해했다면 이번 절을 공부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럼, 지금부터 다음 예제를 통해 VC를 이루는 각각의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VC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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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context": [
"https://www.w3.org/2018/credentials/v1",
"https://www.example.edu/context"
],
"id": "http://example.edu/credential/yoon",

CHAPTER 3 VC & VP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type": ["VerifiableCredential", "KoreanUniversityCredential"],
"issuer": "did:sov:ABCD",
"issuanceDate": "2020-01-01T20:00:00Z",
"expirationDate": "2021-01-01T20:00:00Z",
"credentialSubject": {
"id": "did:sov:1234",
"degree": {
"name": "Hankuk university",
"major": "computer",
"gpa": "3.5"
}
},
"proof": {
"type": "RsaSignature2018",
"created": "2020-01-01T20:00:00Z",
"creator": "Hankuk university",
"verificationMethod": "https://example.edu/issuers/keys/1",
"jws": "eyJhbGciOifweaobowbagkjgvbboewafda..."
}

3.2.1 @context
이번 절에서는 VC의 @context 항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VC의 @context 항목도

DID document의 @context 항목과 마찬가지로 통신하는 서로 간의 정확한 통신을 위
해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정의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 VC 예제의

@context 항목에는 2가지 콘텍스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3번째 줄의 URL은 VC의 공
식 콘텍스트가 명시된 위치를 가리키고, 4번째 줄의 URL은 개발자가 자체 제작한 콘
텍스트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먼저, 3번째 줄의 공식 콘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VC

1
2
3
4
5
6

예제(@context 항목)
{

"@context": [
"https://www.w3.org/2018/credentials/v1",
"https://www.example.edu/context"
],
...

3.2 VC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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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는 VC 공식 콘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W3C 표준에 따르면

VC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 3번째 줄의 VC 공식 콘텍스트는 꼭 VC
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context 항목은 ordered set의 자료구조를 가지기 때문
에 공식 콘텍스트는 @context 항목의 첫 번째 줄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VC를 수신한
상대방은 @context 항목 내 명시된 콘텍스트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예제의 7~54번째 줄을 보면, VC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나
열한 VerifiableCredential이 있습니다. VerifiableCredential에는 VC 내에 들어갈 수 있
는 다양한 항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번째 줄에는 VC가 가리키는 객체
인 credentialSubject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명시되어 있고, 35번째
줄에는 VC를 누가 발행했는지를 알려주는 issuer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정의되
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VC 공식 콘텍스트에는 VerifiableCredential 외에도 VP에 대
한 정의, 암호화 기법에 대한 정의 등 VC 통신에 필수적인 데이터에 관한 정의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콘텍스트 URL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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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

공식 콘텍스트 일부(https://www.w3.org/2018/credentials/v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context": {
"@version": 1.1,
"@protected": true,
"id": "@id",
"type": "@type",
"VerifiableCredential": {
"@id": "https://www.w3.org/2018/credentials#VerifiableCredential",
"@context": {
"@version": 1.1,
"@protected": true,
"id": "@id",
"type": "@type",
"cred": "https://www.w3.org/2018/credentials#",
"sec": "https://w3id.org/security#",
"xsd": "http://www.w3.org/2001/XMLSchema#",
"credentialSchema": {
"@id": "cred:credentialSchema",
"@type": "@id",
"@context": {
"@vers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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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DID와 DID document, 그리고 VC와 VP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DID 생성부터 VP를 검증하기까지
의 SSI 인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
림과 같이 사용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전자주민증 VC를 발급받는
과정, 대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 VC를 발급받는 과정, 그리고 사용
자가 획득한 VC 중 필요한 ID 속성만을 취합하여 VP를 생성한 뒤
채용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전

자

주

민

정부

증

발

급

입사 지원
급

서

발

사용자

명

증

업

졸

대학교

분산저장소

● SSI

환경에서의 입사 지원 예제

채용사

4.1

DID 생성 및 등록

먼저, SSI 환경에서 ID를 인증하려면 사용자와 각 기관은 DID 및 DID document를
생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사용자가 DID 및 DID document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먼저 사용자는 DID 소유권 증명을 위한 DID Auth에 사용할 비
대칭키를 생성합니다. (2)이후 비대칭키의 비밀키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개키는 DID
및 DID document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DID를 생성하는 방법은 DID를 지원하는 플
랫폼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Hyperledger Indy의 경우에는 Method-specific identifier 생성에 공개
키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3)(4) DID와 DID document를 생성한 후 DID document

는 분산저장소에 등록합니다.
(1) 공개키/비밀키 생성
(2) DID & DID document 생성(did:test:1234)

사용자

(3) DID document
생성 요청

(4) DID document
생성 확인

분산저장소

● DID

& DID document 생성 예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관도 DID 생성 후 DID document를 분산저장소에 등
록합니다. 다음 그림은 DID 생성 과정이 끝난 후 사용자와 각 기관의 DID 주소를 보
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DID와 비밀키는 사용자는 휴대하기 쉬운 모바일 단말에 설
치된 SSI App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각 기관의 DID 정보와 비밀키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서버에서 관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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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주민

증

정부
did:test:AAAA

발급

입사 지원

명서

증
졸업

발급

사용자
did:test:1234

채용사
did:test:CCCC

대학교
did:test:BBBB
분산저장소

● 사용자와

각 기관의 DID 주소

사용자와 각 기관의 DID document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정부

1
2
3
4

{

DID Document 예제

"@context": "https://www.w3.org/ns/did/v1",
"id": "did:test:1234",
"publicKey": [{
"id": "did:test:1234#keys-1",
"type": "RsaVerificationKey2018",
"controller": "did:test:1234", Authorization key
"publicKeyPem": "-----BEGIN PUBLIC KEY...END PUBLIC KEY-----\r\n"
}],
"authentication": [
"did:test:1234#keys-1"
]

DID Document 예제
"@context": "https://www.w3.org/ns/did/v1",
"id": "did:test:AAAA",
"publicKey": [{

4.1 DID 생성 및 등록

109

5
6
7
8
9
10
11
12
13

}

"id": "did:test:AAAA#keys-1",
"type": "RsaVerificationKey2018",
"controller": "did:test:AAAA", Authorization key
"publicKeyPem": "-----BEGIN PUBLIC KEY...END PUBLIC KEY-----\r\n"
}],
"authentication": [
"did:test:AAAA#keys-1"
]

● 대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context": "https://www.w3.org/ns/did/v1",
"id": "did:test:BBBB",
"publicKey": [{
"id": "did:test:BBBB#keys-1",
"type": "RsaVerificationKey2018",
"controller": "did:test:BBBB", Authorization key
"publicKeyPem": "-----BEGIN PUBLIC KEY...END PUBLIC KEY-----\r\n"
}],
"authentication": [
"did:test:BBBB#keys-1"
]

● 채용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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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D Document 예제

DID Document 예제

"@context": "https://www.w3.org/ns/did/v1",
"id": "did:test:CCCC",
"publicKey": [{
"id": "did:test:CCCC#keys-1",
"type": "RsaVejrificationKey2018",
"controller": "did:test:CCCC:", Authorization key
"publicKeyPem": "-----BEGIN PUBLIC KEY...END PUBLIC KEY-----\r\n"
}],
"authentication": [
"did:test:CCCC#ke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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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C 발급 요청
(1) DID 생성 후 사용자는 전자주민증을 발급을 위해 기본 인적사항, 지문 등을 준
비하여 주민센터와 같은 정부기관을 방문합니다. 인적사항 입력 및 지문 등록 등의
기본적인 전자주민증 발급 과정을 마치고 나면 (2)사용자는 자신의 DID가 식별자
로 사용된 전자주민증 VC 발급을 요청합니다. (3)정부기관은 사용자의 DID로부터

DID document가 저장된 위치를 확인하여 DID document를 획득합니다. (4)사용자
의 DID document를 획득한 정부기관은 DID document 내 포함된 인증키(공개키)를
이용해 Challenge를 생성한 후 사용자에게 DID Auth를 요청합니다. (5) DID Auth의

Challenge를 수신한 사용자는 DID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비대칭키의 비밀키를 이용
하여 Response 데이터를 생성한 후 정부기관에 전송합니다. (6)정부기관은 자신이 보낸

Challenge 데이터에 부합하는 Response 데이터를 수신했다면 DID Auth를 완료한 후
사용자가 요청한 전자주민증 VC를 발급합니다. 사용자의 VC도 DID와 마찬가지로 휴
대하기 쉬운 모바일 단말에 설치된 SSI App에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정부기관 방문
(2) did:test:1234 식별자로 전자주민증 VC 발급 요청
(4) DID Auth 요청(Challenge)
(5) DID Auth 응답(Response)

정부기관
did:test:AAAA

(3) did:test:1234의
DID document 요청

(6) 전자주민증 VC 발급

사용자
did:test:1234

(3) did:test:1234의
DID document 반환

분산저장소

● 전자주민증

VC 발급 예시

4.2 VC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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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자주민증 VC는 다음과 같이 발급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

전자주민증 VC 예제

"@context": [
"https://www.w3.org/2018/credentials/v1",
"https://www.korgov.example.org/context"
],
"id": "http://korgov.example.org/credential/1234",
"type": ["VerifiableCredential", "KoreaGovContext"],
"issuer": "did:test:AAAA",
"issuanceDate": "2020-01-01T20:00:00Z",
"expirationDate": "2021-01-01T20:00:00Z",
"credentialSubject": {
"id": "did:test:1234",
"personalInfo": {
"name": "User",
"age": "30",
"gender": "male",
"address": "South Korea, Daejeon"
}
},
"proof": {
"type": "RsaSignature2018",
"proofPurpose": "assertionMethod",
"created": "2020-01-01T20:00:00Z",
"creator": "Government of South Korea",
"verificationMethod": "did:test:AAAA#Key-1",
"jws": "eyJhbGciOifweaobowbagkjgvbboewafda..."
}

이번엔 졸업증명서 발급 과정입니다. 다음 그림은 사용자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2)사용자는 졸업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신이 졸업
한 대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자신의 DID 앞으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전 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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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당연한 얘기지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은 발행기관의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학 당시 이미 자신의 DID를 대학교에 등록했다면, 대학에서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인증절차 없이 DID Auth만으로도 졸업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로그인만으로 졸업증명서를 발행해 주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대학이 판단한다
면, 본인 명의의 전화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서 발급받았
던 전자주민증 VC를 통한 인증 후 졸업증명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1) 대학교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2) did:test:1234 식별자로 졸업 증명 VC 발급 요청
(4) DID Auth 요청(Challenge)
(5) DID Auth 응답(Response)

대학교
did:test:BBBB

(3) did:test:1234의
DID document 요청

(6) 졸업증명서 VC 발급

사용자
did:test:1234

(3) did:test:1234의
DID document 반환

분산저장소

● 대학교

졸업증명서 VC 발급 예시

사용자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VC는 다음과 같이 발행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1
2
3
4
5
6
7
8

{

대학교 졸업증명서 VC 예제

"@context": [
"https://www.w3.org/2018/credentials/v1",
"https://www.koruniv.example.edu/context"
],
"id": "http://koreauniv.example.edu/credential/1234",
"type": ["VerifiableCredential", "KoreaUnivCredential"],
"issuer": "did:test:BBBB",

4.2 VC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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